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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학교 미술교육의 실태 분석
An Analysis on the Actual Condition of Art Education in the
Schools for the Visually Impaired

이 해 균*1)
*
이 우 영*
<Abstract>
The conclusions based 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seems that art education is not carried out actively in the schools for
the visually impaired. Among 12 schools for the visually impaired nationwide,
only 4 schools have art teachers who majored in art. Art activity rooms for the
students as well as various teaching tools and materials were also insufficient.
Especially, art textbooks for the students with visual disability have not been
developed yet.
Second, the areas of interest in the students with visual impairment are craft,
design, and sculpture. The students tend to like the art subject, and the tendency is
higher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an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In
addition, the students prefer classes focused on practical techniques.
Third, in general, students with visual impairment positively perceive the
necessity of art education. However, their interest in art education and their
perception of its effectiveness were moderate: 54.2% of the students said art
education was necessary; 42.2% expressed their interest in art education; and,
39.5% said art education was effective. As a whole, the students generally
expressed positive opinions about the necessity of art education, while their
interest and perceived effectiveness of it seemed to be in the medium level.
Fourth, concerning their interest in art education, perceptions of the students
with visual impairment were generally positive. The highest number of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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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se the answer, "I'm interested in various colors", and their interests seem to
be higher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an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Fifth, art education is recognized to be effective by the students. The highest
number of students chose the answer, "I feel joy in the process of taking art
education, or making art works". The effectiveness seems to be higher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an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Key word: Art education

I.

1

서 론

. 연구의 필요성
미술은 인간의 생각이나 감정을 시각적 표현을 통하여 조형의 세계를 창조하고 발

전시키는 예술의 한 영역이다. 미술은 인간들의 미적 표현은 물론 정서 함양에 매우
필요하다. 이에 따라 학교교육에서 미술교육은 교육과정의 한 부문을 차지하고 학생
들에게 교육되고 있다. 학교에서 미술과 교육의 목적은 다양한 미술 활동을 통하여
주변 세계의 아름다움을 느끼며 향유할 수 있는 심미적인 태도와 상상력, 창의성, 비
판적인 사고력을 길러주고, 아울러 미술 문화를 이해하며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능
력을 갖춘 전인적 인간을 육성하는 것이다(교육부, 1998).
Rubin과 Klineman, 그리고 Fukurai가 지적했듯이, 미술활동은 전맹 아동이나 저시
력아동 모두에게 필요하고 또한 중요한 표현 활동이다(김동연, 1991). 비록 시각장애
아동들이 시각적으로 감상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그들의 흥미나 관심, 느낌 등은 정
안 아동들과 근본적으로 다를 바가 없다. 잔존시력이 있는 아동이 그리기 학습을 하
는 것과 똑같이 시각장애아동이라고 하더라도 다양한 미술활동을 통하여 자기의 마음
을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시각장애학교에서도 시
각장애학생들에 대한 미술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미술이라는 창작 활동은 시
(視)지각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시각장애학생들에게는 다른 장애에 비해 독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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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의 미술교육과 학습 내용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각장애학교에서 미술교육은 그 교육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만
큼 충분하게 실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각장애학교에서 미술교육이 충실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몇 가지 측면에서 살펴 보면 첫째, 시각장애학생에
대한 미술교육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미술교육이 주로 시각을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각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에게 미술교육이 어떻게
가능하며 또한 미술교육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해 의문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
그 결과 시각장애학생에 대한 미술교육은 거의 관심을 끌지 못한 채 방치되는 경향마
저 있어 왔다. 둘째, 시각장애학교 교육과정 편성상의 문제로 미술교과 수업 단위 시
간이 절대 부족하다는 점이다. 미술교과의 경우, 제6차 교육과정에서는 중․고등학교
가 1단위로 되어 있고, 제7차 교육과정에서도 대부분의 학교에서 1단위 정도의 최소
단위로 미술교과를 편성하고 있다. 시각장애학생들의 경우 정안학생들보다 미술교육
을 위한 시간과 노력이 더욱 많이 요구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시각장애학교에서
의 미술교육은 부족한 시간으로 인해 더욱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실정이다. 셋째, 시
각장애학교에서 미술교육을 위한 전공교사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교사 양성 차원에서
는 시각장애학생의 미술교육을 위한 전문적인 교사를 충분히 양성하지 못하고 있으
며, 학교 차원에서는 학교의 재정 및 기타

등의 이유로 미술전공 교사의 임용에 적

극적이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각장애학교에서 미술교육을 위한 미술 전공 교
사의 수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12개 시각장애학교에서 미
술을 전공한 교사를 확보한 학교는 4개 학교 정도에 불과하다.
이 외에도 전맹학생을 위한 점자 미술 교과서가 개발되어 있지 못하며, 미술 수업
을 위한 전용 미술실이 구비되어 있지 못하다는 점 등도 시각장애학교에서 미술교육
을 더욱 곤란하게 만드는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 시각장애학교에서는 저시력학생의 증가로 인해 미술교육의 필
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대되고 있다. 현재 시각장애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의 상
당수가 전맹학생보다도 오히려 저시력학생들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경향을 나타
내고 있다.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시각장애 아동의 70～80%가 활용시력을 가지고
있으며(김동연, 1991), 원․근거리 시력의 두 평균을 기준으로 할 때 시각장애학교에
는 적게는 44% 많게는 72%의 학생들이 시기능을 갖고 있다(한성희, 원종대, 1994)고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 시각장애학교에서 미술교육에 대한 인식이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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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시각장애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미술교육 전반에
관한 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시각장애학생들의 미술교육에 대한 필요와 흥미 정도 및
효과성을 분석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

2

.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시각장애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미술교과의 교육 실태

를 조사하고 시각장애학생들의 미술교육에 대한 필요와 흥미 정도 및 효과성을 분석
하는데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정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각장애학교 미술교사가 인식한 시각장애학교 미술교육 실태를 분석한다.
둘째, 시각장애학교의 미술교육에 대한 시각장애학생들의 활동을 분석한다.
셋째, 시각장애학생들의 미술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다.
넷째, 시각장애학생들의 미술교육에 대한 흥미의 정도를 알아본다.
다섯째, 시각장애학생들의 미술교육 효과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전국 시각장애학교의 미술교육 실태를 분석하기 위하여 12개 시각장
애학교 중에서 8개 학교의 미술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시각장애학교의 미술교육 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국․공립 3개 학교와 사립 5개 학
교에서 근무하는 미술교사를 조사하였고, 이들 중에서 미술을 전공한 교사 4명과 비
전공 교사 4명을 조사하였다.
조사대상 시각장애학생들의 배경변인별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에 있어서 남학생들
이 106명(54.4%), 여학생들이 89명(45.6%)으로 비슷한 분포를 이루었다. 연령별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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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 미만인 학생들이 62명(31.8%), 15세에서 19세 미만인 학생들이 83명(42.6%), 19
세 이상인 학생들이 50명(25.6%)의 분포를 이루었다.
시각장애학생의 학교급별로는 초등부 61명(31.3%), 중학부 54명(27.7%), 고등부 80
명(41.0%)이었다. 시각장애학생의 시력정도로 살펴보면, 전맹학생이 83명(42.6%), 저
시력학생이 112명(57.4%)이었다. 그리고 시각장애학생들이 일반학교에서 재학한 경험
이 있는 학생이85명(43.6%), 일반학교를 다닌 경험이 없는 학생이 110명(56.4%)이었
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표본 집단 학생들은 배경변인별 집단에 있어 대체로 균형을
이루도록 구성되었다.

2. 연구 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미술교육에 대한 실태를 분석하기 위한 미술교사용 설
문지와 학생용 설문지로 구성되었다.
미술교사용 설문지는 시각장애학교의 미술교육 실태 분석과 현재 미술교육의 문제
점과 개선점을 조사하기 위해 총 3부로 구성하였다.
제1부 미술교육의 현황과 실태조사에서는 미술담당 교사 수, 미술실의 설치 여부
및 규모, 미술교육 자료 및 교구의 확보 정도, 학교에서 사용하는 미술교과서의 종류,
미술교과서 내용 및 구성의 만족 정도, 미술수업 시 강조하는 중요 내용, 미술수업 운
영 방식, 미술실 및 교구 활용 정도, 미술교육을 위한 예산액, 미술교육에 대한 학교장의
관심 정도 등을 조사하였다.
제2부에서는 미술교육의 문제점을 조사하였고, 제3부 미술교육의 보완 및 개선 방
향에 대해서는 미술교육 여건 및 시설,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평가 등의 측면으로
구분하여 개방형 질문을 통해 미술교사들의 의견을 기재하도록 구성하였다.
시각장애학생용 설문지는 미술교육에 대한 학생의 활동 분석과 시각장애학생들의
미술에 대한 적성과 소질, 미술교육의 필요성, 흥미성, 효과성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
기 위하여 총 3부로 구성하였다.
제1부 미술교육에 대한 시각장애학생의 활동 분석 조사에서는 미술영역 중에서 흥
미 있는 영역, 미술수업 장소, 미술수업을 위한 교구의 확보, 미술작품 완성 경험, 미
술교사의 수업 방식, 미술수업시 보조자료의 사용, 미술교사의 수업지도에 대한 선호,
미술교육에서 가장 개선이 필요한 점 등을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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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미술에 대한 시각장애학생의 적성과 선호 조사에서는 미술에 대한 시각장애
학생의 적성과 소질, 미술과목에 대한 선호도, 미술과목에 대한 선호 이유 등을 조사
하였다.
제3부에서는 미술교육의 필요성, 흥미성, 효과성을 조사하였다. 각 영역은 5개 문항
씩 총 15개 문항으로 구성하였고,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
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의 5단계 리커트 척도(Likert rating
scale)로 측정하였다. 그리고 시각장애학생들의 시력을 고려하여 저시력학생용 설문지
와 전맹학생용 점자 설문지를 제작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에 사용된 미술교육에 대한 필요성, 흥미성 및 효과성에 대한 시각
장애학생의 인식 조사 설문지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문항내적 합치도로서
Cronbach의 α계수를 산출하였다. 본 설문지의 신뢰도 계수(α)는 시각장애학생들의
미술교육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정도 영역은 .73이었고, 시각장애학생들의 미술교육 흥
미성에 대한 인식 정도 영역은 .80이었으며, 시각장애학생들의 미술교육 효과성에 대
한 인식 정도 영역은 .85이었다. 따라서 시각장애학생들의 미술교육에 대한 필요성 및
흥미성, 효과성에 대한 설문지의 신뢰도는 비교적 양호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3. 연구 절차
본 연구의 설문지는 전국 12개 시각장애학교 중에서 8개 학교에서 미술교사 1명씩
총8명, 학생들은 군집표집 방법을 사용하여 30명씩 총 240명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였
다. 설문지는 시각장애학생들의 시력을 고려하여 저시력학생용 설문지와 전맹학생용
설문지를 제작하여 발송하였고, 미술교사의 협조를 받아 학생들의 미술교육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설문지는 2001년 9월 20일부터 10월 20일까지의 기간 중에 배부
회수하였으며, 회수된 설문지는 미술교사용 8부와 학생용 205부이었다. 학생용 설문지
205부 중에서 자료처리에 부적절한 설문지 10부를 제외하고 최종 분석에 사용된 설문
지는 195부이었다.

4. 자료 처리
설문지에 의하여 수집된 자료는 SPSS 통계 패키지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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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 사용한 자료의 처리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연구 대상인 시각장애학교의 미술교육에 대한 실태 분석과 시각장애학생들의
미술교육 활동 분석 등은 사례수, 백분율 등의 산술 통계치를 통하여 전체적인 경향
을 파악하였다. 또한 시각장애학교학생들의 미술교육에 대한 필요성 인식 정도, 흥미
정도, 효과성 인식 정도를 살펴보기 위해 주요 내용별로 사례수, 백분율, 평균, 표준편
차 등의 기술 통계치를 산출하였다.
그리고 리커트 5단계 평정척도에 의해 측정된 시각장애학생들의 미술교육에 대한
필요성, 흥미성, 효과성 인식 정도가 시각장애학생들의 인구통계학적 변인별로 차이가
2

있는가를 검증하기 위해 χ 검증, t 검증과 F 검증방법을 사용하였다. 통계적 유의성
검증은 .05 수준에서 검증하였고, 사후비교는 Scheffe 검증을 사용하였다.

Ⅲ. 연구 결과 및 고찰
1. 시각장애학교의 미술교육 실태 분석
1) 시각장애학교의 미술교육 여건

시각장애학교의 미술교육 실태를 분석하기 위하여 국․공립 3개, 사립 5개, 총 8개
의 시각장애학교에서 미술교육을 담당하는 교사 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미술교육 실
태는 미술을 전공한 교사가 8개의 시각장애학교 중에서 4개의 시각장애학교에 임용되
어 있었고, 4개의 시각장애학교에는 미술 비전공교사가 시각장애학생들의 미술교육을
담당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국․공립시각장애학교 3개 중에서 2개 시각장애학교
에 미술전공자가 있었고, 사립시각장애학교 5개의 시각장애학교 중에서는 2개 시각장
애학교만이 미술 전공교사가 있었다. 따라서 시각장애학생들에 대한 충실한 미술교육
을 위해서는 미술 전공교사의 임용이 매우 필요한 실정이다.
미술교사들이 담당하는 시각장애학생들은 미술전공 교사가 근무하는 시각장애학교
에서는 초․중․고등부 학생들을 모두 담당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미술 비전공교사
가 근무하는 시각장애학교에서는 담임교사가 미술교육을 담당하거나 1-2명이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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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부 학생들을 분담하여 지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미술교육을 위한 미술실은 5개 학교에 설치되어 있었고, 2개 학교는 다른
특별실과 겸용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미술실의 규모는 5평이 2곳, 8평이 1곳, 10평이
2곳, 15평이 1곳, 20평이 1곳이었다. 또한 미술 전공교사가 근무하는 학교에는 모두
10평 이상의 미술실이 설치되어 있었다. 반면에 미술 비전공교사가 근무하는 4개 학
교 중에서는 1개 학교에만 미술실이 설치되어 있었고, 특별실을 겸용하여 사용하는
학교가 2곳, 미술실이 없는 학교가 1곳이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시각장애학교의 미술교육은 미술을 전공한 교사들의 충원과 이
들에 의한 교육이 시급한 실정이었으며, 미술전공 교사가 근무하는 학교에서 미술실
등의 확보가 이루어져 있는 등 미술교육을 위한 기본적 여건이 마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시각장애학교의 미술교육을 위한 미술교육 자료 및 교구 보유 실태를 조사
한 결과, 8개 학교 중에서 6개 학교는 비교적 미술교육 자료 및 교구를 골고루 보유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술전공 교사가 근무하는 학교에서는 미술교육 자료 및
교구를 대체로 골고루 구비하고 있었으나 미술비전공 교사가 근무하는 학교에서는 2
개 학교만이 대체로 구비하고 있었다. 반면에 미술 비전공교사가 근무하는 2개 학교
에서는 미술교육 자료 및 교구의 확보가 매우 부족하고 특정한 교구와 교육자료를 중
심으로 편중되게 구비하고 있었다. 특히 1개 학교에서는 미술교육을 위한 교육자료
및 교구가 전혀 갖추어져 있지 못한 실정이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시각장애학교의
미술교육을 위한 교육자료 및 교구는 일부 학교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최소 수준 정도
는 갖추고 있으며, 미술을 전공한 교사가 근무하는 학교에서 미술교육을 위한 교육자
료와 교구를 더 충실하게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미술교과서에 대한 미술교사의 만족도

미술교사들은 시각장애학교에서 사용되는 미술교과서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는가
와 불만족스런 내용은 무엇인가를 조사한 결과, 시각장애학교에서 사용하는 미술교과
서에 대한 미술교사들의 만족도는 대체로 불만족스러운 상태이었다.
미술교과서에 대한 만족도는 5단계 척도에서 평균 2.63점으로 보통 보다도 낮은 수
준을 나타냈다. 이러한 미술 교과서에 대한 미술교사들의 만족도에 있어서 미술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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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교사들이 평균 2.25점으로 미술 전공교사들의 평균 3.00점보다 더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그러나 미술교과서에 대한 만족도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미술 전공교사들과
미술 비 전공교사들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따라서 시
각장애학교에서 미술을 담당하는 교사들은 미술 전공이나 비전공에 구분 없이 비슷하
게 대체로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미술교과서에 대해 불만족하는 점에 대해서는 시각장애학생들을 위한 미술교
과서가 개발되어 있지 못하다는 점을 들었다. 그 결과 일반학교에서 사용하는 미술교
과서를 사용하여 시각장애학생들에게 미술교육을 할 수밖에 없어, 시력에 제한을 받
는 시각장애학생들에게 충분한 이해를 제공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3) 미술교사들의 미술수업 및 교구 활용 방식

시각장애학교에서 미술교사들이 운영하는 미술수업 방식, 미술실 및 교구의 활용에
서 느끼는 문제점, 부족한 교구의 활용 방법 등에 대해 조사한 결과, 미술교사들은 수
업을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 ‘실기를 위주로 하고 가끔 이론도 한다’는 응답이 4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실기와 이론을 반반 정도 한다’는 교사도 3명이었다. 따라서 시
각장애학교에서 미술교사들은 대체로 실기에 초점을 두고 미술수업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미술실과 교구를 잘 활용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미술교사들은 ‘미술실과
교구가 부족하다’에 3명, ‘미술실을 사용하기에는 수업시간이 부족하다’에 2명이 응답
하였다. 그밖에 ‘미술실이 없다’, ‘미술실이 협소하다’, ‘미술실과 교구가 사용하기 불편
하다’는 응답에 각각 1명씩 응답하였다.
또한 시각장애학교에서 미술교육을 위한 교육자료나 교구가 부족할 때 어떤 방법으
로 활용하는가에 대해, 미술교사들은 ‘교사 개인의 교구를 활용한다’와 ‘학생들에게 준
비시킨다’에 각각 3명씩 응답하였다. ‘같은 교구를 계속 반복 사용한다’는 교사도 2명
이었다. 따라서 시각장애학교에서 미술교사들은 부족한 교구를 활용할 때, 교사 개인
의 교구를 활용하거나 학생들에게 준비시킨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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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술교육에 대한 예산지원과 학교장의 관심 정도

시각장애학교에서 미술교육을 위한 학교의 예산지원과 학교장의 관심 정도를 살펴
본 결과, 미술교육을 위한 예산액을 살펴본 결과, 2000년도에는 20만원이 1개 학교,
30만원이 3개 학교, 150만원이 1개 학교이었으며, 2001년도에는 30만원이 3개 학교,
40만원․100만원․150만원이 각각 1개 학교씩이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시각장애학교에서 미술교육을 위한 1년 예산액은 평균 50-60
만원 정도이었고 학교별로 차이가 매우 심하였다. 아울러 대부분의 학교에서 2000년
보다 2001년도에 미술교육을 위한 예산액이 약간씩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개 학교
에서는 미술교육을 위한 예산이 100만원 이상으로 다른 학교에 비해 크게 높았는데,
두 학교에는 모두 미술 전공교사가 근무하는 학교이었다.
그리고 학교장의 미술교육에 대한 관심과 지원 정도를 살펴본 결과, 대체로 보통
이상의 관심과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장이 관심을 갖고 지원해 준다는
의견이 약 3명이고, 보통이라는 의견이 4명이었다.

5) 시각장애학교 미술수업의 문제점

시각장애학교의 미술수업에서 가장 문제가 된다고 미술교사들이 생각하는 점은 무
엇인가를 알아본 결과, 학교의 미술수업에서 가장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점을 3가
지씩 선택토록 한 결과, 미술교사 8명 모두가 ‘적절한 교재 및 자료 부족’을 들었다.
그 다음으로는 ‘미술교육에 대한 인식 부족’을 들었고(6명, 75.0%), ‘미술교육 시간 부
족’(5명, 50.0%), ‘미술교사의 지도방법 부족’(3명, 37.5%)을 들었다. 반면에 ‘학생의 수
업태도 및 능력 부족’에는 1명의 미술교사도 응답하지 않아 시각장애학생들의 미술교
육에 대한 가능성은 인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미술 전공교사와 미술 비전공교사들은 미술수업의 문제점에 대해 비슷하게
응답하였다. 따라서 시각장애학교의 미술교사들은 시각장애학생들을 위한 적절한 미
술교재와 교육자료의 부족, 미술교육에 대한 인식 부족, 미술교육 시간 부족 등을 주
요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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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시각장애학교 미술교육의 개선 방향

시각장애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미술교육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에 대해 미술교사
들이 제시한 내용들을 요약하여 살펴본 결과, 미술교육의 여건 면에서 미술교사들은
시각장애학생들에 대한 미술교육의 필요성 인식, 미술 전공교사의 충원 및 임용, 미술
교육을 위한 미술실과 교육자료 및 교구의 확충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미술
교육의 내용면에 대해서는 시각장애학생용 교과서의 개발 및 보급, 시각장애학생에게
적합한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미술교육 및 수업목표의 설정, 시각장애학생을 위한 미
술작품의 보급, 저시력학생의 잔존감각 활용을 위한 교육내용 개발 등을 들었다.
그리고 미술교육의 방법면에서는 시각장애학생에게 적합한 미술교육 방법의 개발,
시각장애학생의 특성에 적합한 체험위주 방법 개발 등을 들었다. 미술교육의 평가면
에서는 개별화 교육과 평가의 필요성, 학생의 능력과 수준에 적합한 절대평가 실시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2. 시각장애학생의 미술교육 활동 분석
1) 미술교과에서 흥미 있는 영역

미술교과를 회화, 조소, 디자인, 공예, 서예, 감상의 6개 영역으로 구분하고, 시각장
애학생들이 흥미 있는 영역에 모두 응답하도록 하였다. 미술교과에 있어 학생들이 흥
미 있다고 응답한 영역은 무엇이며, 시각장애학생들의 배경변인별로 흥미 있는 영역
에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본 결과, 전반적으로 시각장애학생들은 미술교과에서 흥미
있는 영역을 2개 정도씩 들었다.
미술교과에서 흥미 있는 영역을 공예(41.5%), 디자인(40.4%), 조소(39.9%), 감상
(28.2%)과 회화(27.1%), 서예(12.2%)의 순으로 들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약 40%
정도는 공예, 디자인, 조소에 흥미를 많이 가지고 있으며, 약 30% 정도는 감상과 회
화에 흥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서예에 대해서는 약 10% 정도만이
흥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시각장애학생들의 배경변인별로 흥미 있는 미술 영역에 차이가 있는가를 교차 분석
한 결과, 성별과 학교급별 변인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은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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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시력별 변인에서만 통계적으로 .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저시력학생들이 전맹학생들보다 서예(87.0%), 회화(74.5%), 감상(66.0%), 디
자인(65.8%) 영역에서 더 높은 흥미를 나타냈다.

2) 시각장애학생들의 미술수업에 대한 실태 인식

(1) 미술수업이 실시되는 장소
시각장애학교에서 미술수업이 주로 실시되는 장소는 어디인가에 대해 조사 결과,
시각장애학생들은 미술수업이 미술실 보다는 일반교실에서 이루어진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미술수업이 ‘미술실에서 이루어진다’는 응답이 36.0%인데 비해 ‘일반교실에서
주로 이루어진다’는 응답은 41.3%이었다.
그리고 시각장애학생의 배경변인별로 이러한 인식에 차이가 있는가를 교차 분석한
결과, 성별과 시력별에서는 미술수업을 주로 사용하는 장소에 대한 응답은 유의한 차
이가 없었으나, 학교급별에 있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p<.01). 초
등학생들은 미술실에서 수업이 주로 이루어진다는 응답이 55.0%로 중․고등학생보다
많았던 반면에 고등학생들은 일반교실에서 주로 이루어진다는 응답이 54.7%로 초․
중학생보다 많았다.

(2) 시각장애학생들의 미술작품 완성 경험
시각장애학생들은 미술시간에 직접 작품을 완성해 본 경험이 있으며, 학생의 배경
변인별로 차이가 있는가를 교차 분석한 결과, 시각장애학생들의 대부분은 미술시간에
자신이 직접 작품을 완성해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술시간에 직접 작품
을 ‘완성해 본 경험이 있다’는 학생들이 87.4%로 ‘완성해 본 경험이 없다’는 학생
12.6%보다 훨씬 더 많았다.
그리고 학생들의 성별, 학교급별, 시력별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
내지 않았다. 따라서 시각장애학생들은 학생들의 성별, 학교급별, 시력별에 구분 없이
대부분 직접 작품을 완성해 본 경험이 있다고 할 수 있다.

(3) 미술수업에 필요한 교구의 구비 정도
시각장애학생들은 미술수업에 필요한 교구를 어느 정도로 충분히 구비하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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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는 지와 이러한 학생들의 의견은 학생들의 배경변인별로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
한 결과, 미술수업에 필요한 교구의 구비 정도에 대해 학생들은 보통 이하로 응답하
였다. 5점 척도에서 평균 2.87점으로 보통 이하의 수준을 나타났다.
그리고 학생들의 배경변인별로 이러한 의견에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한 결과, 학생
들의 성별과 시력별에 있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없이 비슷한 의견을 나타냈
으나 학교급별로는 .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차이가 있는 집단
을 살펴보기 위해 사후 검증한 결과, 초등학생(M=3.33)들이 고등학생(M=2.57)과 중학
생(M=2.78)보다 더 미술수업에 필요한 교구를 잘 구비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고 할
수 있다.

(4) 미술교사의 학습 보조 자료 사용 정도
시각장애학생들은 미술교사들이 학습 보조 자료를 어느 정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생
각하는 지와 이러한 학생들의 의견은 학생들의 배경변인별로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한
결과로는 시각장애학생들은 미술교사들이 학습 보조 자료를 충분히 사용하지 않고 있
다고 응답하였다. 학습 보조 자료의 사용 정도에 대해 학생들은 5점 척도에서 평균
2.14점으로 매우 낮은 수준으로 평정하였다.
그리고 학생들의 성별, 학교급별, 시력별 배경변인별로 이러한 의견은 유의한 차이
를 나타내지 않았다. 따라서 시각장애학생들은 성별, 학교급별, 시력별에 구분 없이
미술교사들이 학습 자료를 충분히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데에 비슷한 의견을 나타냈
다고 할 수 있다.

3) 시각장애학생의 미술에 대한 적성 및 선호 정도

(1) 시각장애학생들의 미술에 대한 적성과 소질 정도
시각장애학생들은 미술에 대해 어느 정도의 적성과 소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지를 조사한 결과, 시각장애학생들은 자신의 미술에 대한 적성과 소질이 다소 부족하
다고 생각하였다. 5점 척도에서 평균 2.72점으로 보통보다 약간 낮게 평정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미술에 대한 적성과 소질 정도에 대한 인식은 학생들의 배경변인에
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따라서 학생들은 자신의 미술에 대한
적성과 소질에 대해 학생들의 성별, 학교급별, 시력별에 구분 없이 대체로 부족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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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다.

(2) 미술과목을 좋아하는 정도
시각장애학생들은 미술과목을 어느 정도로 좋아하는지를 조사한 결과, 학생들은 미
술과목을 좋아하는 편이라고 응답하였다. 5점 척도에서 평균 3.34점으로 보통보다 약
간 높았다.
이러한 학생들의 미술과목을 좋아하는 정도가 학생들의 배경변인별로 차이가 있는
가를 분석한 결과, 성별과 시력별에 있어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에
학교급별에서는 통계적으로 .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구체적으로 차이가
있는 집단을 사후 검증한 결과, 초등학생(3.74)이 중학생(3.15)과 고등학생(3.17)보다
더 미술과목을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미술과목을 좋아하는 편이라고 응답한 학생들이 좋아하는 이유와 미술과목
을 싫어하는 편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싫어하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 학생들이 미술과
목을 좋아하는 이유에 대해 ‘미술과목이 좋아서’라는 이유에 33.0%의 가장 많은 응답
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 ‘수업부담이 적어서’(30.8%)라고 응답하였다. 반면에 미술과목
을 좋아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관심과 흥미가 없어서’라는 이유에 46.0%의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 ‘자신감이 없어서’(38.6%)라고 응답하였다.

(3) 시각장애학생이 선호하는 미술수업 방식
학생들이 선호하는 미술수업 방식을 조사한 결과, 학생들은 전반적으로 실기 위주
의 미술수업 방식을 선호하였다. ‘실기 위주’의 수업을 선호하는 학생이 65.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실기와 이론 반반’으로 26.7%이었다. 반면에 ‘이론 위주’의 수업방
식을 선호하는 학생은 7.9%에 불과하였다.
그리고 학생의 배경변인별로 이러한 인식에 차이가 있는가를 교차 분석한 결과, 성
별과 시력별에서는 학생들이 선호하는 미술수업 방식에 대한 응답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학교급별에 있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p<.01).
초등학생들은 ‘실기 위주’ 수업에 대한 선호(54.2%)가 중․고등학생보다 적은 반면
에 ‘실기와 이론 반반’의 수업방식에 대한 선호(42.4%)가 많았다. 중학생은 ‘실기 위
주’ 수업방식에 대한 선호(75.9%)가 많았고, 고등학생들의 ‘이론 위주’의 수업방식에
대한 선호(12.8%)가 초등학생과 중학생보다 더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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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각장애학생들이 선호하는 미술교사
시각장애학생들은 어떤 미술교사를 좋아하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도록 허용하는 교사’에 40.2%의 학생들이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그림이나 미
술작품을 만들 때 직접 도와주는 교사’와 ‘칭찬과 격려를 많이 해 주는 교사’는 각각
30.5%와 29.3%의 학생들이 선호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응답 경향은 학생들의 배경변인별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를 나타내지 않았다. 따라서 학생들이 좋아하는 미술교사에 대한 응답결과는 학생들
의 성별, 학교급별, 시력별에 구분 없이 허용적인 교사를 약 40%의 학생들이 선호하
고, 직접 작품을 도와주는 교사와 칭찬과 격려를 해주는 교사를 각각 30%의 학생들
이 좋아한다고 할 수 있다.

4) 현행 미술수업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

시각장애학생들은 현재 미술수업에서 가장 개선이 필요한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
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시각장애학생들은 현재 미술수업에서 가장 먼저 개선되어
야 할 점에 대해 ‘적절한 교재와 자료의 부족’(58.4%)을 가장 많이 들었다. 그 다음으
로 ‘학생의 수업태도 및 능력 부족’(51.6%), ‘미술교육에 대한 인식 부족’(42.1%), ‘미술
교육 시간의 부족’(38.9%), ‘미술교육을 위한 각종 지원 부족’(32.1%)을 들었다.
따라서 시각장애학생들은 현재의 미술수업에서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 할

점에 대

해 시각장애학생의 60% 정도가 적절한 교재와 교육자료의 부족을 들었고, 약 50%
정도는 학생의 수업태도 및 능력 부족을 들었으며, 약 40% 정도가 미술교육에 대한
인식 부족과 미술교육 시간의 부족을 들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미술교사들의 문제점 지적과 대체로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교사와
학생 모두 현재 미술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적절한 교재 및 자료 부족’을 들었
고, ‘미술교육에 대한 인식’, ‘미술교육 시간의 부족’ 등에 대해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
으로 응답하였다. 다만 미술교사들은 ‘학생의 수업태도 및 능력 부족’을 문제점으로
한 명도 들지 않은 반면에, 학생들의 51.6%는 학생의 수업태도 및 능력 부족이 문제
라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시각장애학교에서 미술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각장애학생들에
게 적절한 미술교재와 교육자료를 개발하여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며, 미술교육의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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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성에 대한 인식을 재인식하며, 가능한 미술교육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일이 필요
할 것이다. 아울러 학생들이 미술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학교 차원과 미술
교사들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3. 시각장애학생의 미술교육 필요성에 대한 인식
시각장애학생들은 미술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어느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가를 조사
한 결과, 미술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학생들은 전반적으로 미술교육이 필요하다는 인
식을 하고 있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미술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인 응답이 약
54.2%에 이르렀고 부정적인 응답은 약 16.1%에 불과하였다..
각 문항별로 미술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한 학생의 비율은 37.5%에
서 71.6%의 범위에 걸쳐 있었다. 학생들의 긍정적 인식이 많은 문항을 살펴보면, ‘미
술교육은 상상력, 창의력, 표현력을 기르기 위해 필요하다’에 가장 많은 71.6%의 학생
들이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그 다음이 ‘미술교육은 형체와 색채 개념을 획득하기 위해
필요하다’(65.4%), ‘미술교육은 지적․정서적․사회적 발달을 위해 필요하다’(52.1%)’에 긍
정적인 많은 응답을 하였다. 반면에 ‘미술교육은 정서적 안정과 발달을 위해 필요하
다’(44.7%)와 ‘미술교육은 원만하고 즐거운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 필요하다’(37.5%)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긍정적 응답을 하였다. 그러나 두 문항에서도 미술교육의 필요성에 대
한 학생들의 응답은 부정적인 응답보다 긍정적인 응답이 더 많았다.
이러한 시각장애학생들의 미술교육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배경변인별로 차이가 있
는가를 분산분석을 통하여 살펴본 결과, 미술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은
5점 척도에서 평균 3.56점으로 보통 정도 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었다. 따라서 학생들
은 미술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학생들의 인식이 학생변인별로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한 결과, 미술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여학생(M=3.57)이 남학생(M=3.56)보다, 초등학생(M=3.69)이 중학생
(M=3.58)과 고등학생(M=3.46)보다, 저시력학생(M=3.62)이 전맹학생(M=3.49)보다, 일
반학교 수학 경험이 있는 학생(M=3.57)과 수학 경험이 없는 학생(M=3.56)보다 약간
높게 인식하였다. 그러나 학생의 성별, 학교급별, 시력정도, 일반학교 수학 경험별에
있어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따라서 학생들은 미술교육
의 필요성에 대해 유의한 차이 없이 비슷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시각장애학교 미술교육의 실태 분석

101

4. 시각장애학생의 미술교육 흥미성에 대한 인식
시각장애학생들은 미술교육에 대해 어느 정도의 흥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조사한 결
과, 전반적으로 미술교육에 흥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살펴보
면, 미술교육의 흥미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한 학생들이 약 42.2%이었고 부정적으
로 응답한 학생은 약 27.8%이었다.
각 문항별로 미술교육에 대한 흥미성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학생의 비율은 34.7%에
서 47.9%의 범위에 걸쳐 있었다. 미술교육의 흥미성에 대해 학생들의 긍정적 인식이
많은 문항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색에 대해 관심과 흥미가 있다’에 가장 많은 47.9%
의 학생들이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그 다음이 ‘그림이나 미술작품을 만드는 일에 관
심과 흥미가 있다’(45.0%), ‘아름다운 사물이나 대상을 감상하는 일에 흥미가 있
다’(42.9%), ‘학교의 미술교육에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있다’ (40.5%)의 순으로 많았다.
반면에 ‘학교의 여러 수업 중에서 미술시간이 기다려진다’에는 34.7% 정도가 긍정
적으로 응답하였고 31.6% 정도는 부정적으로 응답하였다. 그리고 ‘학교의 미술교육에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있다’에도 31.1%의 학생들이 부정적인 응답을 보였다.
이러한 시각장애학생들의 미술교육 흥미성에 대한 인식이 학생들의 배경변인별로
차이가 있는가를 분산분석을 통하여 살펴본 결과, 전반적으로 5점 척도에서 평균 3.21
점으로 보통 정도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었다. 따라서 학생들은 미술교육에 대해 대체
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학생들의 미술교육에 대한 흥미 정도가 학생변인별로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
한 결과, 미술교육의 흥미성에 대해 여학생(M=3.31)이 남학생(M=3.13)보다, 초등학생
(M=3.59)이 중학생(M=3.16)과 고등학생(M=2.94)보다, 저시력학생(M=3.29)이 전맹학생
(M=3.10)보다, 일반학교 수학 경험이 없는 학생(M=3.27)과 수학 경험이 있는 학생
(M=3.12)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학생의 성별, 시력별, 일반학교 수학 경험별에 있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고, 학교급별 변인에 있어서만 통계적으로 .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구체적으로 차이가 있는 집단을 알아보기 위해 사후 검증한 결과,
초등학생들이 중학생과 고등학생들보다 더 미술교육에 대한 흥미가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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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각장애학생의 미술교육 효과성에 대한 인식
시각장애학생들은 미술교육에 대해 어느 정도의 효과성을 인식하고 있는가를 조사
한 결과, 전반적으로 미술교육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전체적으로 살펴보
면, 미술교육의 효과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한 학생들이 약 39.5%이었고 부정적으
로 응답한 학생은 약 30.0%이었다. 따라서 미술교육의 효과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
식하는 학생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학생보다 약간 많았다.
각 문항별로 미술교육에 대한 효과성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학생의 비율은 31.8%에
서 46.3%의 범위에 걸쳐 있었다. 미술교육의 효과성에 대해 학생들의 긍정적 인식이
많은 문항을 살펴보면, ‘미술교육을 받거나 작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즐거움을 느꼈다’
는 것에 가장 많은 46.3%의 학생들이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그 다음이 ‘미술수업은
상상력, 창의력, 표현력을 기르는데 도움이 되었다’(44.0%), ‘미술수업을 통해 그린 그
림이나 작품에서 즐거움을 느꼈다’(42.4%)의 순으로 많았다.
반면에 ‘미술수업은 지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에 도움이 되었다’(33.3%)와 ‘미술수
업에서 얻은 색 등의 감각은 다른 교과수업에 도움이 되었다’(31.8%)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30% 정도의 긍정적 의견을 나타냈다.
이러한 학생들의 미술교육 효과성에 대한 인식이 학생들의 배경변인별로 차이가 있
는가를 분산분석을 통하여 살펴본 결과, 미술교육의 효과성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은
전반적으로 5점 척도에서 평균 3.12점으로 보통 정도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었다. 따라
서 학생들은 미술교육에 대해 약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학생들의 미술교육에 대한 효과성 인식이 학생변인별로 차이가 있는가를 분
석한 결과, 미술교육의 효과성에 대해 여학생(M=3.13)이 남학생(M=3.11)보다, 초등학
생(M=3.55)이 중학생(M=2.97)과 고등학생(M=2.89)보다, 저시력학생(M=3.20)이 전맹학
생(M=3.02)보다, 일반학교 수학 경험이 있는 학생(M=3.14)과 수학 경험이 없는 학생
(M=3.14)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학생의 성별, 시력별, 일반학교 수학 경험별에 있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고, 학교급별 변인에 있어서만 통계적으로 .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구체적으로 차이가 있는 집단을 알아보기 위해 사후검증(Scheffe 검
증)한 결과, 초등학생들이 중학생과 고등학생들보다 더 높은 미술교육에 대한 효과성
을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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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제언
1. 결 론
본 연구의 목적은 시각장애학교의 미술교육 실태 분석과 학생들의 미술교육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여 시각장애학생들의 미술교육에 대한 효과성을 제고하려는데 있다.
본 연구 대상은 시각장애학교 미술교사와 학생이었다. 연구 대상의 표집은 지역별,
설립별을 고려하여 8개 시각장애학교의 미술교사를 추출하였고, 8개 학교에서 30명씩
학생을 군집표집방법으로 추출, 설문지로 조사하였다.
본 연구 결과 및 고찰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시각장애학교의 미술교육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편으로 나타났다. 전국
12개 시각장애학교 중에서 미술을 전공한 미술교사가 임용된 학교는 4개 학교에 불과하
였고, 학생들의 미술교육을 위한 미술실의 설치도 미비하였으며, 각종 교구 및 교육자료
도 부족하였다. 특히, 시각장애학생용 미술교과서도 개발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둘째, 시각장애학생들이 흥미를 가지고 있는 미술영역은 공예, 디자인, 조소순이었
다. 학생들은 미술과목을 좋아하는 편이었고, 초등학생들이 중․고등학생보다 더 좋아
하였다. 미술수업의 문제점으로는 적절한 교재 및 자료 부족, 미술교육에 대한 인식
부족, 미술시간의 부족 등으로, 나타났으며, 실기 위주의 미술수업을 선호하였다.
셋째, 시각장애학생들의 미술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대체로 긍정적이었으며,
미술교육은 상상력, 창의력, 표현력을 기르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시각장애학생의 미술교육에 대한 흥미는 대체로 긍정적으로 인식하였으며,
‘여러 가지 색에 관심이 있다’에 가장 많은 학생이 흥미를 보였고, 초등학생이 중학생
과 고등학생보다 더 높은 흥미를 나타냈다.
다섯째, 학생의 미술교육의 효과성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며, ‘미술교
육을 받거나 작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즐거움을 느꼈다’는 것에 가장 많은 효과성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초등학생들이 중학생과 고등학생들 보다 더 높은 미술교육에 대
한 효과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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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 언
본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시각장애학교의 미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국가와 학교 차원에서 시각장애학생의 효과적인 미술교육을 위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특수학교의 미술전담교사 양성을 위해 특수교육과 미술교육의 전문능력을 갖
춘 시각장애학생의 특성에 요구되는 전문 미술교육 인력을 양성해야 할 것이다.
셋째, 시각장애학생들의 특성에 맞는 미술실 및 기타 시설과 기자재를 개발하고 확
충하기 위해 시각장애학교장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넷째, 미술 전공교사에게 교과를 담당하게 함과 동시에, 개별지도가 효과적으로 이
루어지도록 미술수업 도우미를 적극 활용하도록 한다.
다섯째, 미술교육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시각장애학생들이 미술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학교 차원의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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